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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리】이 논문의 목적은 교수 장르(pedagogical genres)로서의 대학 교

재 텍스트의 특징을 살피는 것이다. 대학 교재는 학술 텍스트의 한 유형
이다. 그리고 장르로는 교수 장르로 분류될 수 있다. 교수 장르란 학술
텍스트를 대표하는 전문 장르(faculty genres)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주로
학습자에 의해 산출되거나 학습자에 의해 읽히는 등 학습자와 관련된 장
르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국어학 전공의 대학 교재 텍스트의 주제 전개 구조의 특징
과 양상을 연구 논문과 비교해서 살펴보고 공통점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결과를 보면,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에서 공통의 핵심이 되는 것은 설명
형 텍스트였으며 주제문은 두괄식의 배열을 보였다. 또한 두 텍스트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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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헤지(hedges)가 빈번히 관찰되었는데 가장 높은 빈도로 등장한 것은
“-(으)ㄹ 수 있다”와 같았다. 대학 교재는 교수 장르이기는 하나 필자가 전
문가 집단에 속해 있다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연구 논문과 이 같은 텍스트
상의 유사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교수 장르, 전문 장르, 대학 교재, 학술 텍스트, 텍스트 구조, 장르

1. 서론
이 논문의 목적은 교수 장르로서의 대학 교재1)텍스트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대학 교재는 학술 텍스트의 한 유형이다. 그리고 장르로는 교수 장
르(pedagogical genres)2)로 분류될 수 있다. 교수 장르란 학술 텍스트를 대
표하는 전문 장르와 대비되는 개념인데, 주로 학습자에 의해 산출되거나 학
습자에 의해 읽히는 등 학습자와 관련된 장르를 말한다.
학술 텍스트가 무엇인가라고 하면 가장 먼저 전문 장르에 속하는 학위 논
문이나 연구 논문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이다. 혹은 교수 장르 가운데 학습
자 보고서와 같은 유형이 떠오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학술 텍스트의 대표

1) 교재(敎材)는 외국어를 비롯한 여러 기술을 학습하기 위한 학습서를 이르는 넓은 개념이
다. 여기에서는 대학 수업에서 사용되는 교재라는 의미에 따라 교재를 대학 교재라고
부르기로 한다.
2) 장르(genres)의 사전적 정의는 “문예 양식의 갈래. 특히 문학에서는 서정, 서사, 극 또는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따위로 나눈 기본형을 이른다.(표준국어대사전)” 혹은 “문학·
예술에 있어서의 부문·종류·양식·형을 가리키는 말(금성판 국어사전)” 등과 같아서
일반에서는 주로 문학 및 예술 담화의 유형을 이르는 말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학술적
으로는 민속학, 문학, 언어학, 수사학(Swales 1990: 33~34)과 같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언어학 분야란 Hymes(1974)와
Halliday(1978)의 뒤를 잇는 언어 연구 분야를 뜻한다. 이 논문에서의 ‘교수 장르’는
Johns(1997)에서 구체화된 용어이며 위와 같은 언어 연구의 토대 위에서 파생된 개념이
다. Johns(1997)는 언어 교육의 관점에 입각하여 학습자 중심의 장르 구분을 제시한다.
자세한 개념은 2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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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으로 대학 교재를 떠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대학 교재
는 학술 텍스트의 한 유형이라는 관점으로 인식되지 않았기도 하고 설사 그
렇다 할지라도 학술 텍스트의 대표 유형으로 인식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
다. 대학 교재는 교강사나 연구자에 의해 집필되는 점에서 전문가 집단과
관계가 있다. 이 점은 수업 보고서라든가 수업 중 과제, 시험지와 같이 학습
자가 생산해내는 부류의 여타 교수 장르 유형보다는 그 형식이 고정되어 있
는 편이라는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학습자라는 두터운 독자층을 가지
고 있어 학습자와 더욱 밀착된 장르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따라 교수 장
르이면서 전문가에 의해 쓰인 텍스트인 대학 교재 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하
는 작업이 결과물로 이어질 때 교육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된다는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학술 텍스트 연구의 측면에서 대학 교재는 역시 주된 관심을 받아온 대상
은 아니었다. 그러나 Love는 “교과서가 전문적인 학술 장르와의 관계 측면
에서(예를 들어, Myers, 1992; Swales, 1995; Hyland, 1999) 그리고 교수 장르
연구의 주된 대상이라는 측면에서(예를 들어, Henderson and Hewings,
1990; Love, 1991; Johns, 1997) 주목받고 있다(Love, 2002;76)”라며 그 연구
현황을 보여주었다. 한국어교육 연구에서는 학술 텍스트 연구로 연구 논문
및 학위 논문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왔다. 예를 들어, 박은선(2006), 박나
리(2008), 곽수진·강현화(2009), 홍혜란(2011), 이준호(2012)에서 연구 논문
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대학 교재에 대한 논의는 아니지만 동일
부류에 속하는 유형으로 학술 보고서 쓰기와 시험 답안 작성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김정숙(2007), 이정민·강현화(2009), 최은지(2009)에서 보고서 쓰
기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승연(2012)에서 시험 답안 작성에 대해 논의하였
다. 그리고 위의 연구 논문에서도 언급된 곽수진·강현화(2009)는 장르적
관점에서 한국어 화자의 논문과 한국어 학습자 보고서의 수사 구조를 대조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에서 대학 교재 텍스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거나 동일
부류의 텍스트 유형을 교수 장르의 측면에서 조망하지 않은바 이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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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 교재 텍스트의 특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교수 장르 연구는 전문 장르와의 차이점을 발견하여 교수 장르만의 특성
을 파악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거나 유사점을 발견하는 과정을 통해서 학
습자가 전문 장르에 익숙해지도록 돕는 연구로 수행될 수 있다. 이 논문은
후자에 속한다. 여기에서는 교수 장르로서의 대학 교재의 텍스트상의 특징
을 분석하기 위해 대학 교재와 학술 텍스트의 주제 전개 구조를 비교하며
살펴본다.

2. 교수 장르와 텍스트의 주제 구조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지문의 출처로 무엇이 있을
까?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한국어 교재에는 전공서, 교양서, 연구 논문, 신문,
전문 잡지, 기관지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지문의 좋은 출처란 무
엇인가? 이것은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가지게 한다. 학문 목적 학습자들에게
학술 텍스트 이외의 텍스트를 제공하는 것은 어떠한가? 제공한다면 무엇을
어느 정도의 비중과 기준으로 제공할 것인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학술 텍스
트 가운데 무엇을 제공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 중 어떠한
경우에도 대학 교재는 지문의 출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일 학습
자들에게 학술 텍스트 이외의 것들을 제공한다고 하면 신문이나 전문 잡지,
기관지 등에서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중심으로 지문을 발췌할 수 있을 것이
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경영 한국어 책은 학부 및 대학원 과
정의 학습자를 위해 대학 교재뿐만 아니라 신문의 경제 관련 기사, 기업에서
내 놓은 홍보 자료 등을 많이 활용하였다. 유학생을 위한 경영·무역 한국어
책의 경우도 다수의 신문 기사와 논평을 활용하였다. 이것은 현실적 여건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 여건이란 학문 목적 학습자
에게 전문적인 학술 텍스트를 제공하고 싶어도 당장의 요구(needs)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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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거나 한국어 숙달도가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는 점일 수 있다. 혹은
유학 및 그 이후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중요한 다른 것들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 교수자의 신념이 반영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대학
교재를 지문의 출처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
능하다면 더 많은 수의 대학 교재 텍스트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할
것이다. 만일 학문 목적 학습자에게 학술 텍스트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라면 대학 교재 텍스트나 논문 텍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학술성이 강한 논문 종류를 지문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기더라도 대학 교재 텍스트와 논문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몇몇 유사점에 주시한다면 대학 교재가 지문의 좋은 출처가 될 수 있음에 동
의할 것이다. 이 논문은 대학 교재가 연구 논문과 유사한 텍스트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교육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입장에서 이후의 논의를 전개
하며 그 대상을 국어학 대학 교재로 제한하고자 한다.
전공서는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주제’로 표
현될 수 있고 주제의 전개는 텍스트가 취하고 있는 구조적 양상의 한 부분
을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학문 목적의 한국어 수업을 위해 대학
교재 전공서의 구조를 분석한다면 주제와 주제 전개는 우선적인 관심의 대
상이 된다.

2.1. 교수 장르
학술 용어로서의 장르는 문학이나 예술뿐 아니라 일상적 담화(Johns
1997: 38)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분야의 담화 부류를 지칭한다. Johns(1997:
22, 38)는 영수증, 청첩장, 부고와 같은 일상 담화 부류의 존재로부터 문해
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장르 지식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그는 이러한
견해를 대학 공동체에 확대 적용하여 전문성이 있는 교강사 등의 학자뿐 아
니라 비전문가인 학생들에게도 학문 공동체의 장르 지식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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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러한 지식이 공유되는 장르를 교수 장르(pedagogical genres)3)라
하였다. 교강사와 같은 학문 공동체 내의 전문가 집단이 공유하는 지식 및
그 장르가 전문 장르(faculty genres)로 분류된다면 그에 대비되는 장르로서
교수 장르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교수 장르에 속하는 대표적 텍스트는 대학 교재다. 이 외에 보고서, 쪽지
시험, 수업 중 부과되는 다양한 형식의 과제들이 여기에 속한다. 두 부류의
차이점은 필자의 측면으로, 대학 교재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 쓰이는 반면
나머지는 학습자에 의해 쓰인다. 그러나 두 부류 모두 학습자와 관련성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학 교재의 주 독자층은 학습자이다. 대학 교재는
물론 전문가 집단에 의해 읽히기도 하지만 다수의 학습자에 의해 읽히고 또
내용적으로나 학문에 대한 관점 수립의 면으로나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
친다는 점에서 주 독자층을 학습자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학 교재 텍스트의 필자층이 전문가라는 점으로 인해서 교재가 교수 장
르의 다른 텍스트에 비해 고정된 형태를 가지게 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
을 것이다. 보고서나 기말시험, 중간시험, 쪽지 시험, 수업 중 과제 활동들
은 그 이름을 통해서 떠올려지는 텍스트의 형식이 매우 다양하다. 아니면
어떤 명칭을 듣고도 그 형식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도 있다. Johns(1997: 22)
에서 “책 보고서”라든가 “다섯 단락 에세이”와 같은 명칭을 들며, 한 교실
내에서 자주 부과되는 장르가 있을 때 그 공유되는 명칭이 하나의 장르를
보여주지만 그 학급 외의 학습자들은 “다섯 단락 에세이”라는 것의 형식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한 것이 그 예다. 그렇지만 대학 교재의 경우 연구 논문

3) ‘pedagogical genres’는 이 밖에 교육학 장르나 교육 장르, 교수학 장르로도 번역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이 논문의 의미에 가장 잘 부합하는 ‘교수 장르’로 번역한다. ‘faculty
genres’의 경우 교강사 장르라고 번역할 수 있다. 그러나 ‘professional genres of academic
faculty’와 같은 의미이므로 그 뜻을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좋겠다. Johns(1997)에서 이를
‘faculty genres’라고 한 것은 저자가 제시하는 다른 용어와의 혼동을 우려한 결과로 보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 장르라 하되, ‘교수 장르’와 짝을 이루는 용어로서 ‘전문 장르’
라고 옮기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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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학위 논문처럼 그 이름을 통해 떠올려지는 어떤 형식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학 교재와 논문은 두드러지는 차이점을 가진다. 가장 두드러지
는 것이 내용적인 면의 차이일 것이다. 논문의 경우 지금까지 논의된 적이
없는 대상에 대해 다루거나 기존에 논의되었던 대상이더라도 새로운 방법
을 사용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면이 있다. 이와 달리 교재는 합
의와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친 기존의 내용을 다룬다. Myers(1992)는 이에
대해 학생들이 교재에서 접하게 되는 내용이 오래된 정보이며 이들은 철지
난 것을 읽는 것이라고도 표현한 바 있다.(Johns 1997: 47) 이는 특히 과학
분야에 대한 지적이기는 하나 다른 학문 분야에도 어느 정도 해당되는 말일
듯하다. 교재는 공동체의 합의를 거친 지식을 다루는 동시에 이미 낡아버린
지식을 다루는 것으로 일컬어진다.
이처럼 교재와 논문에는 상이점이 존재하고 이것을 연구함으로써 대학
교재 텍스트의 특성을 더 잘 파악하게 될 수 있을 것인데, 이와는 별개로
유사점을 연구함으로써 얻게 되는 유익함 또한 있다. Johns(1997: 46)에서는
학생들 대다수가 상급 학년이 되기 전까지 전문적 장르의 텍스트를 읽거나
쓰지 않으며 대신에 교수 장르인 교재를 읽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것
은 단적인 예이지만 대학 교재가 전문 장르와 어떠한 유사점을 가지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한 작업임을 환기하는 것이다. 학문 공동체의 초
심자인 학습자들이 대학 교재를 통해서 학술 텍스트의 텍스트 문법적 지식
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유익함 중의 하나가 된다.
대학 교재 텍스트는 전문 장르와 텍스트 지식을 공유한다. 어떤 장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지식을 공유하며 그 장르에 대한
규약들 가운데 텍스트 형식적인 면에 대한 공유된 지식 또한 가진다.(Johns
1997: 30) 대학 교재 텍스트와 연구 논문이 서로 다른 장르 양식을 가지더라
도 전문가 집단이 공유하고 있는 텍스트 지식인 텍스트 문법의 주제 전개
지식이 공유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대학 교재는 학습자에게 전문 장
르의 텍스트 지식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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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의 텍스트 구조상의 유사점을 살펴보는데 그 초점
을 주제 전개 구조의 측면에 두기로 한다.

2.2. 텍스트의 주제 구조
주제 구조는 텍스트에 드러나는 주제 측면의 구조이다. Brinker(1985: 29)
는 이에 대하여 “텍스트 구조는 텍스트의 직접 구성 성분인 문장이나 명제
들 사이에 성립하는데, 텍스트의 내적 관계, 곧 텍스트의 응집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들의 조직망이라고 이해된다.”라고 하였다. 즉, 텍스트를 구성
하는 문장과 명제들 간의 의미적 관계망을 텍스트 구조라 본 것이다. van
Dijk(1978: 74~76)는 텍스트의 형식적 구조인 문 연속 구조를 개념화하였다.
이 문 연속 구조는 기실 의미적인 단위여서 문장 내부에 복합문으로 존재하
거나 별개의 문장들로 존재할 수 있지만 텍스트를 전제하지 않으면 텍스트
문법의 구조 또한 성립되지 않는 관계에 있다. 즉, 거시 구조는 텍스트에
기초한 문 연속 구조이며4) 어떤 형식을 가진 구조물이 아니라 의미적인 구
조물이다.
텍스트의 주제 구조는 Brinker(1985)의 텍스트 구조와 van Dijk(1978)의
거시 구조와 관련된다. 이들의 공통된 개념에 따르면 주제 구조는 텍스트
속 명제들의 의미가 어떻게 응집되어 있는지를 거시 구조에서 파악한 것이
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주제 구조의 두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주제를 곧 글의 요약으로 보는 것이다. 거시구조는 문 연속의 의미적 구조
물이고 이는 텍스트 내에서 응집된 의미구조다. 그래서 그 결과를 두고 보
면 텍스트에서 주제 전개 구조를 살핀다는 것은 하나의 텍스트의 요약에 대
해서 그 문 연속의 구조적 모양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주제 구
4) 텍스트를 전제하지 않은 문장과 문장 간의 연속 구조에 대하여 van Dijk(1978: 74)는
미시구조라는 언급을 하였으나 이를 사용하지는 않고 단지 문 연속 구조라는 용어로만
처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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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계층적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하나의 텍스트는 하나의 거시구조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의 거시구조가 하위에 다수의 거시구조를 거느리
는 계층적 구조를 가진다.(van Dijk 1978: 75) 따라서 주제 구조는 텍스트
속 모든 거시구조의 각각에서 발견될 수 있다. 거시구조와 마찬가지로 주제
구조는 계층성을 가지게 되며 주제 구조의 분석 대상은 하나의 거시구조 단
위로 나뉠 수 있다.
주제 전개 모형은 거시 구조에서의 주제의 특징을 밝혀서 도식으로 나타
낸 것을 이른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Brinker(1985)의 주제 전개 구조는 대
표적으로 기술형, 설명형, 논증형으로 그 형식을 나타낸다. 이것은 하나의
텍스트에 지배적으로 드러나는 구조에 따라 기술형 텍스트, 설명형 텍스트,
논증형 텍스트를 규정한 것이다.5) Brinker(1985)의 모형에서의 주제는 텍스
트의 중심 생각에 대한 요약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해 말하는
‘대상’의 개념을 가진다.6) 그래서 그의 모형은 텍스트에서 어떤 ‘대상’이 전
개되는 구조 혹은 중심 생각이 요약되는 구조에 대한 도식이기도 하다.
다음 장에서는 대학 교재 텍스트의 주제 전개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교수 장르로서의 대학 교재 텍스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 대학 교재 텍스트의 주제 구조와 특징
앞서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입력 자료인 지문의 출처로 대학 교재를
꼽은 이 논문의 기본 입장을 상기해보자. 대학 교재를 지문으로 활용할 경

5) 고성환(1999), 민병곤(2000), 신지연(2011) 등에서 이 모형을 바탕으로 한 분석을 볼 수
있다. 고성환(1999)과 민병곤(2000)은 교육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모형의 적용과 의의를
밝히었고 신지연(2011)은 주제 전개 모형과 두 가지 유형의 주제의 관계를 논의하였다.
6) Brinker(1985: 77)의 주제 개념은 서로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을 폭넓게 아우른 측면이 있으
나 여기에서는 주제 전개 모형에 초점을 두어 이를 수용하고자 한다. 주제 개념에 대한
여러 정의에 대한 것은 서혁(1996), 신지연(2011)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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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내용 학습과 언어 학습을 병행하는 교육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학문적 내용 지식을 다루면서도 다양한 수준의 학습자를 아우를 수 있다는
점은 연구 논문을 지문으로 활용하는 것과 차별화되는 장점이다. 대학 교재
를 활용하면 주제 중심 교육을 구성하기에도 좋을 것이다. 내용 어휘나 전
문적 배경 지식에 대한 교육 부담을 줄이면서 언어 자체에 집중하기에 적절
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주제 전개 구조의 측면에서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의 텍스트상의 유사점을 확인할 것이다.
Brinker(1985)의 주제 전개 구조는 주제가 다음과 같이 전개되는 양상을
밝힌다.7) 먼저, 텍스트에서 무엇에 대하여 말하는 ‘대상’이 주제일 때 그 주
제는 공간과 시간에 걸쳐서 기술되거나, 규칙성을 가진 과정에 의해 기술되
거나, 하나의 생물이나 사물로서 구체적인 사실들로 기술된다. 그리고 이러
한 방식으로 주제가 전개되는 텍스트를 기술형 텍스트라고 하였다. 텍스트
에서 설명되어야 할 현상을 기술하는 진술이 주제인 경우 그것은 단일한 진
술들과 법칙에 대한 진술로 설명된다. 이러한 방식의 전개는 설명형 텍스트
를 이룬다. 주제가 그 글의 결론에 해당하는 ‘중심 생각’일 때 그 주제는 논
거에 해당하는 자료와 추론 규칙에 의해서 증명된다. 이러한 주제 전개 구
조의 텍스트는 논증형 텍스트라 하였다.
그는 교재에서는 설명형 전개 구조가 주가 되며 연구 논문에서는 논증형
전개 구조가 주가 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어떤 유형이 주가 된다는 것은
교재와 연구 논문 각각에서 지배적인 전개 구조와 함께 여타의 전개 구조도
등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한 권의 전공 서적이나 한 권의 책
(volume)을 구성하는 논문에서 설명형 텍스트와 논증형 텍스트, 설명형 텍
스트와 논증형, 기술형 텍스트 등이 혼합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국어학 전공 서적 한 권과 전문 학술지 한 권을 중심으로 주된
주제 전개 구조를 확인하는 한편 그 혼합 양상으로 인한 특징을 살펴보았
7) 그는 이를 모형으로 도식화하였으나 여기에서는 도식을 시각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글
로 풀어 설명하기로 한다. 도식은 Brinker(1985: 96, 10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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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공 서적의 분석 대상은 국어학 개설(이익섭, 1986)이다. 이 책의 2,
3, 4장을 분석의 범위로 하였다. 비교 대상으로 삼은 전문 학술지는 국어학
회의 국어학 최신호(68집)다. 여기에는 총 14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권호에 포함된 논문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
러한 대상 범위 내에서 필자에 의해 설정된 가장 작은 소제목 단위를 주제
분석 단위로 삼았는데8), 그 개수는 대학 교재에서 103개, 연구 논문에서 94
개에 해당하였다.

3.1. 주제 전개 구조의 예시 분석
설명형 주제 전개 구조는 텍스트의 주제가 피설명항을 통해 제시되는 구
조다. 피설명항은 이를 전개하는 설명항과 관계되는데, 시작 조건을 기술하
는 단일 진술들과 법칙 진술로 구성되어 피설명항을 설명한다. 아래의 담화
⑴이 설명형 전개 구조를 가진 텍스트의 예다.

(1)
[1] 그런데 다의어(多義語)와 동음어(同音語)의 경계는 무엇일까? [2] 강
(江)이나 냇물에 놓이는 ‘다리’(橋)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와는 별개
의 단어, 즉 동음어로 친다. [3] 그러면서 ‘책상 다리’나 ‘지겟다리’의 ‘다
리’는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와 같은 단어로 치고, 같은 단어이되 의미
가 좀 갈린 것이라 해석한다. [4] 이 구분의 기준은 무엇일까? [5] 이것은
흔히 의미의 유사성( 類似性)으로 해결한다. ‘책상 다리’의 ‘다리’도 사
람의 다리와 의미상으로 공통된 속성을 가진다. [6] 책상 전체를 사람의
몸으로 쳤을 때 그 하체 부분에 속한다는 속성이 그것이다. 이것은 ‘지
겟다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7] 이에 비해 강의 ‘다리’는 어떤 전체

8) 이러한 분석 단위는 다시 하위 주제의 분석 단위로 나뉠 수 있으나 하나의 소제목 내에
서는 주로 단일한 주제 전개 방식이 사용된다는 점에서 소제목 단위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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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체 부분이라는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익섭, 국어학 개설 중에서

위 담화의 주제는 [1]에서 제시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피설명항이다. 그리
고 이를 설명하기 위한 설명항이 [2]에서 [7]에 걸쳐 제시되었는데 [4], [5]는
피설명항에 대한 법칙 진술에 해당한다. 즉, 다의어와 동음어의 경계를 짓
는 기준이 의미의 유사점이라는 설명을 제공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피설명
항 및 법칙 진술의 구조로 이루어진 이 담화는 설명형 텍스트다.
연구 논문에는 논증형 주제 전개 구조가 주를 이룬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논거가 되는 자료가 추론 규칙에 의해 테제인 결론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다
음의 담화가 그 예다.

(2)
[1] 다음으로 확인 초점의 표지 ‘가2’가 실현되는 문장을 살펴보자. [2] 가.
Q: 누가 왔니? [3] A: 철수-가2 왔어요. [4] Q: 누가 총무이십니까? [5]
A: 제-가2 총무입니다. [6] 위 예들의 대답에는 모두 ‘가2’-표지의 주어가
나타나는데, 이 주어는 질문에서 의문사에 의해 요구되는 초점적 정보
를 제공하고 있다. [7] 그리고 나머지 부분인 서술어 부분은 질문에서
이미 드러난 정보이므로 화제적 정보에 해당한다. [8] 이 대답들은 모두
‘초점-화제’의 정보구조를 가진다. [9] 따라서 이 대답들은 화제와 초점
이 모두 실현되는 정보구조를 가지므로 정언문으로 처리된다. [10] 이것
은 위에서 살펴본 초점대조의 ‘는3’-구문과 동일한 정보구조이며, 동일
한 이유로 정언문으로 간주된다. [11] 즉, 전형적인 정언문인 ‘는1’-구문
의 정보구조인 ‘화제-초점’과는 정반대의 정보구조를 가지지만, 두 종류
의 정보가 실현된다는 점은 마찬가지이므로 ‘가2’-구문은 초점대조의
‘는3’-구문과 동일하게 정언문으로 다루어진다.
-전영철, ｢국어의 제언문/정언문 구별과 정보구조｣ 중에서

여기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테제는 [9]이며 [2]에서 [8]사이에 논거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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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시되었다. 추론규칙은 [11]에서 제시된다. 논거와 추론규칙, 테제로 이
루어진 이 담화는 논증형 텍스트다.
다음의 담화는 ‘기본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1] 한 형태소에 여러 이형태가 있을 때 그 중 대표를 하나 정하여 나머지
이형태의 대표로 삼는 수가 있다. [2] 이 대표 이형태를 기본형(基本形
basic allomorph)이라 한다. [3] 기본이형태(基本異形態)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으나 흔히 이렇게 줄여 부른다. [4] 한 형태소에 여러 이형
태가 있을 때 그 한 형태소를 표시하기 위하여 그 이형태 하나하나를
다 밝혀 /을 ~ 를/, 또는 ‘을/를’로 표시하는 수가 있다. [5] 그러나 기본
형을 정하여, 만일 ‘을’을 기본형으로 삼았다면 ‘을’ 하나만 써서 이 형태
소를 표시하면 한결 간편하게 된다. [6] 기본형임을 특별히 밝히기 위해
{을}, {흙}처럼 { } 속에 넣어 표시하는 방안이 꽤 널리 쓰이고 있으나
반드시 이 기호로 표시해야 한다는 제약은 없다.
-이익섭, 국어학 개설 중에서

이 담화는 기본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으로서 기본 이형태, 다른 이형태
의 표시 방법, 기본형 표시 방법에 대해서 차례로 전개하는 기술형 텍스트다.
이상에서 주제 전개 구조에 따른 세 가지 종류의 텍스트를 예시하였다. 이
들이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 텍스트에 나타난 빈도는 대학 교재 텍스트의 경
우 설명형 텍스트 31개, 논증형 텍스트 2개, 기술형 텍스트 70개였다. 그리고
연구 논문에는 설명형 41개, 논증형 37개, 기술형 15개가 나타났다. 계량적인
결과로 볼 때 설명형 텍스트가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런데 이 설명형 텍스트는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종류의 텍스
트다. 보통의 문해력을 가진 경우라면 TV 사용 설명서를 읽고 TV와 연결된
여러 기기의 조작 방법을 알 수 있다. TV 광고를 보고 주방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기기를 구입했는데 생각보다 설치와 작동이 쉽지 않을 때에 TV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 텍스트의 목적이 다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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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개개인의 문해력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하기는 하나 텍스트 구조적 측
면으로만 보면 학술 텍스트의 설명형 텍스트도 학술적인 어려움을 해소하
기 위해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위의 담화 (1)은 다의어
와 동음어를 경계 짓는 방법을 설명한다. 이것은 TV 셋톱박스와 리모컨 사
용 방법이나 착즙기에서 즙을 낼 때의 버튼 사용 방법을 설명하는 것과 다
르지 않다.9) 전자제품 작동의 원리에 대한 대체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면 작동이 어려운 기기일지라도 설명서를 통해서 필요한 내용을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학문에서 탐구하는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설명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탐구 대
상이란 바로 주제를 이르는 말이다.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에서 그러한 주
제가 전개되는 양적, 질적인 유사점이 파악된다면 그러한 결과를 교육에 활
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음 절에서는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에 지배적인 유형인 설명형 텍
스트와 논증형 텍스트의 양상과 특징을 먼저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기
술형 텍스트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3.2. 주제 전개에 따른 텍스트의 특징
3.2.1. 설명형 및 논증형 텍스트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은 주된 주제 전개 유형이 다르기는 하나 한 권의
전공 서적과 한 권의 학술지에는 여러 주제 전개 유형이 혼합적으로 등장한
다. 설명형과 논증형 텍스트는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 각각에서 가장 지배
9) 텍스트의 예는 다음과 같다.
준비. 착즙 ●(CLOSE)
레버를 닫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준비 동작이에요. 사용 전 레버가 완전히 닫혀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레버가 완전히 닫혀 있을 때 더 진하고 부드러운 주스가 만들어집니
다. 단, 포도, 복분자, 키위, 석류 등 단단한 씨가 많은 과일들은 레버를 닫고 작동시키다
즙이 나오기 시작하면 ◑(반열림)으로 착즙하세요. - H 착즙기 사용 설명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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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유형으로 알려져 있다. 이 두 유형의 등장 빈도를 살펴보면 그것을 확
인할 수 있는데, 대학 교재 텍스트에는 논증형 텍스트가 매우 적은 빈도로
등장한 반면 연구 논문에는 논증형 텍스트의 빈도가 매우 높게 등장한 점이
드러난다. <표 1>에서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에서의 논증형 텍스트의 빈도
차이를 볼 수 있다. 연구 논문의 분석 결과만 봤을 때는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나 설명형 텍스트의 빈도가 더 높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할 수는 없
겠으나 국어학 전공에 한정했을 때에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에서 공통의 핵
심이 되는 것이 설명형 텍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 1> 국어학 전공 학술 텍스트의 주제 전개 구조
학술 텍스트
교수 장르: 대학 교재

전문 장르: 연구 논문

설명형

설명형

주제
전개
구조

논증형

논증형

설명형 텍스트에서 피설명항에 해당하는 주제문의 위치를 살펴보면 두괄
식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그밖에 병렬식 또한 여럿 등장하는데 병렬식의 경
우 피설명항이 제시되고 설명항이 등장하는 구조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
어서 전반적으로 두괄식 구조를 나타낸다. 아래의 <표 2>에서 기타에 해당
하는 것이 대체로 병렬식을 나타낸다. 대학 교재에서는 기타의 항목으로 병
렬식 10, 중괄식 3의 빈도가 포함되었고 연구 논문에서는 병렬식 9, 중괄식
2의 빈도가 포함되었다. 미괄식의 경우 대학 교재, 연구 논문 모두에서 드
물게 등장하였으나 특히 대학 교재에 잘 등장하지 않아서 대학 교재의 주제
문 배열 방식은 대체로 두괄식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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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어학 전공 설명형 텍스트에서 주제문의 배열 방식
학술 텍스트
교수 장르: 대학 교재

전문 장르: 연구 논문

주제문의
배열

두괄식

미괄식

기타

두괄식

미괄식

기타

대학 교재 텍스트와 연구 논문 텍스트에 공통적으로 설명형 텍스트가 우
세하게 나타나며 그것이 두괄식의 주제문 배열을 가진다는 점 이외의 또 다
른 공통점은 둘 모두에서 헤지(hedges)가 빈번히 드러난다는 것이다. 송경
숙(2002: 184~185)은 Hwang(1975)을 인용하여 헤지에 대한 Lakoff(1975: 53)
의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그것은 “화자가 자신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확신
할 수 없거나 진술문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단어”와 같은
개념이다. 그리고 대립적 대화 상황을 전제로 한 정의를 추가하였는데, 예
상되는 불친절이나 대립을 완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교육
연구에서 헤지는 주로 논문에 사용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10) 대학 교재
에도 많은 수의 헤지가 다양하게 등장한다. 여기에서는 송경숙(2002)에서
제시한 Hwang(1975)의 기준에 의거하여 헤지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10) 관련 논문으로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
·신명선(2006), ｢국어 학술 텍스트에 드러난 헤지(Hedge) 표현에 대한 연구｣, 배달말
38집, 배달말학회.
·이준호(2012), ｢학술 텍스트에 나타난 한국어 헤지 표현 선정 연구｣, 이중언어학 49
호, 이중언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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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1975: 152~153)의 한국어 헤지(Hedges) 유형 분류
1. 어휘 헤지(lexical hedges) 예: 꽤, 거의, 아마
2. 구 헤지(phrasal hedges) 예: 일종의,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3. 문 구조 헤지(structure hedges) 예: 김 선생 의견이 옳지 않을까요?
4. 화계를 나타내는 동사구 형태에의 결합 표현(the hedge expressions
incorporated into the morphemic structure of verb phrases along with
the speech levels) 예: 있지요, 있겠지요, 편이다, ~고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다.

어휘 헤지와 구 헤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이다. 문 구조 헤지는 간접
화행(indirect speech act)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에두르는 방식을 말하므로
여기에서는 ‘문장’으로 지칭하고 분류했다. 화계를 나타내는 동사구 형태에
의 결합 표현은 종결어미에 결합한, 양태 표시의 기능을 하는 형태소나 표현
즉, 양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어미, 의존 명사, 명사 결합 표현 등을 말한다.
Hwang(1975: 152)은 이러한 표현들이 앞서의 세 유형의 헤지보다 더 중요하
고 광범위하게 사용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는 Hwang(1975)의 원어를 다듬
어서 ‘종결어미 결합 표현’으로 이름하여 분류하였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
면 “-지, -겠지, 편, 할 수, 볼 수”와 같은 것들을 일컫지만 해당 형태소와 표현
을 포함한 결합 표현 전체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 유형의 헤지는 <표 3>
에서 보듯이 대학 교재와 논문을 막론하고 가장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표 3> 국어학 전공 설명형 텍스트의 헤지(hedges) 목록
대학 교재

어휘

꽤
대체로
더더욱
더욱
도저히
상당히
얼마간

생각되다
생각하다
여겨지다
타당해 보이다
편리하다
평가하다
해석되다

연구 논문

꽤
매우
설령
관찰되다
보다
보여주다

보이다
생각되다
생각하다
의심스럽다
판단되다
판단하다
판정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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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움을 받다
보여주다
보이다

드물다
문제를 일으키다

-게 되다
-기(가) 쉽다
-기(가) 어렵다
-기도 하다

개략적이나마
어떻게든
얼마는

문장

~ 어떤 의미로 묶이는 단어들이
아닌가!

종결
어미
결합
표현

-(으)ㄴ 것만은 사실이다
-(으)ㄴ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으)ㄴ 경우가 많다
-(으)ㄴ 듯하다
-(으)ㄴ 면이 있다
-(으)ㄴ 법이란 있을 수 없다
-(으)ㄴ 셈이다
-(으)ㄴ 실정이다
-(으)ㄴ 일이 많다
-(으)ㄴ 태도다
-(으)ㄴ 틀림없을 것이다
-(으)ㄴ 편이다
-(으)ㄹ 만하다
-(으)ㄹ 수(가/도) 있다
-(으)ㄹ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으)ㄹ 수밖에 없다
-(으)ㄹ 지(도) 모르다
-(으)ㄹ 필요가 있다
-(으)ㄴ 면이 있다/많다
-아/어서는 안 되다
-아/어야 하다/할 것이다
-지 못한 상태에 있다

생각이 들다

-게 되다
-기(가) 어렵다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으)ㄴ 것이 사실이다
-(으)ㄴ 것임을 말해주다
-(으)ㄴ 경우가 있다
-(으)ㄴ 듯하다
-(으)ㄴ 편이 나을 듯하다
-(으)ㄴ가 하다
-(으)ㄹ 가능성(이/도) 있다/높다
-(으)ㄹ 개연성이 있다
-(으)ㄹ 것 같다
-(으)ㄹ 수 없다
-(으)ㄹ 수 있는지 의문이다
-(으)ㄹ 수(도) 있다
-(으)ㄹ 지(도) 모르다
-게 마련이다
-아/어야 하다/할 것이다
-이/가 아닐 수 없다

학술 텍스트에서 헤지는 모호성을 드러내는 특정 어휘와 구를 사용하거
나 간접 표현이나 종결어미 결합 표현을 통해서 필자 자신의 견해에 대한
주장을 완화시키고 독자에 대한 공손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로 학위 논문이나 연구 논문에서 많이 사용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학 교재에도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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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가 논문 같은 전문 장르와 구별되는 특성으로 “배려 깊은 교과서(considerate text)”라는 자질을 가진다고 본 Johns(1997: 47)는 Crismore(1985)를 근
거로 인용하였다. 특히 대학 교재에 “명백하게(obviously), 주목해야 한다(we
must note that)”와 같은 메타 담화적인 언급이 더 많이 등장하는 것(Crismore,
1985; Johns, 1997:47에서 재인용)이 바로 교재와 논문의 구별되는 점이라 본
것이다. 그러나 “배려 깊은 교과서(considerate text)”의 특성에 대해 연구한
Anderson & Armbruster(1984: 194)에는 “배려하지 않는 교과서(inconsiderate
text)”라는 용어 또한 등장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다. Anderson
& Armbruster(1984: 194)는 독자가 독해를 하는 동안 많은 인지적 노력을 기
울이게 하는 교재를 배려하지 않는 교재라고 설명하였고 배려하지 않는 교
재란 이해하기 어려운 교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기술과 전략, 선행 지식이 요구되는 교재 또한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 ‘주목하라(note that)’고 표현했다.11) 배려 깊은 교재를 연구하는 것보
다 배려하지 않는 교재를 연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생
산적으로 여겨지는 바와 같이, 배려 깊은 교재라는 자질은 교재의 현재적
자질이라기보다 교재 텍스트가 추구해야 할 지향적 자질이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교재 텍스트와 논문 텍스트의
구별되는 성격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는 것인데 만일 그렇게 확
정할 수 없다면 그것은 교재 텍스트와 논문 텍스트의 필자가 동일하게 전문
가 집단에 속한다는 특성에서 기인한다는 이유를 들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서, 학위 논문이나 연구 논문에 자주 등장하는 헤지 표현이
대학 교재 텍스트에도 다양하게 등장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면 그 이유 또한
동일한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특정 지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

11) 실제로 교재와 논문을 계량적으로 비교해보면 양적 차이가 발견될지는 모르겠으나 여기
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논문 가운데에도 이러한 배려적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는 경우
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을 논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과 같이 배경지식이 부족
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 표현들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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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학문 사회의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대학 교재에도 주장 완화 및 공손성의
헤지가 등장하는 것은 교수 장르이기는 하나 필자가 전문가 집단에 속해 있
다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것이다.
연구 논문의 논증형 텍스트에도 설명형 텍스트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종결
어미 결합 표현이 등장하는데 아래의 <표 4>에서 보듯이 설명형 텍스트에
비해서 어휘적 헤지가 많고 피동의 사용 또한 두드러진다는 특징이 있다.

<표 4> 국어학 전공 연구 논문 논증형 텍스트의 헤지(hedges) 목록
연구 논문

어휘

과연
상당히
선뜻
제대로
간주되다
간주하다
관찰되다
많다
받아들이다
보고 있다
보다

보여주다
보이다
생각되다
생각하다
이해되다
적절하다
추정되다
종결 어미
추측되다
결합 표현
판단하다
눈에 띄다
의문이 생기다

구

-게 되다
-기(가) 어렵다
-기(가) 힘들다

문장

·

-(으)ㄴ 듯하다
-(으)ㄹ 만하다
-(아/어)도 좋을 것이다
-(으)ㄴ 것이 사실이다
-(으)ㄴ 것이 아닌가 하다
-(으)ㄹ 가능성(이/도) 높다
있다
-(으)ㄹ 것 같다
-(으)ㄹ 보이는 셈이다
-(으)ㄹ 수(도/가) 있다
-(으)ㄹ 여지가 있다
-(으)ㄹ 수 없다
-(으)ㄹ 필요가 있다고 보다
-(으)ㄴ 측면이 있다
-아/어야 하다/할 것이다

논증형 텍스트의 헤지에는 글의 내용에 대한 필자의 판단을 보여주는 결
합형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어, “-(아/어)도 좋을 것이다, -(으)ㄴ 것이 아닌가
하다, -(으)ㄹ 여지가 있다, -(으)ㄴ 측면이 있다”와 같은 것들이다. 설명형
텍스트에 등장하는 “-(으)ㄴ 것임을 말해주다, -(으)ㄴ 경우가 있다, -(으)ㄹ
개연성이 있다”와 같은 결합형 헤지가 이유에 대한 설명적 태도를 가지는
것과 구분되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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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연구 논문 설명형 텍스트에 등장하는 헤지와 논
증형 텍스트에 등장하는 헤지 그리고 대학 교재에 등장하는 헤지 가운데 빈
도가 높은 것들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데 다음의 <표 5>에서 그 점을 확인
할 수 있다.12)

<표 5> 국어학 전공에서의 고빈도 헤지(hedges) 목록13)
학술 텍스트
교수 장르: 대학 교재

<설명형 텍스트>
1위: -(으)ㄹ 수 있다
39회(62.9%)
2위: -게 되다
8회(12.9%)
3위: -기(가) 어렵다
7회(11.3%)
4위: 보여주다
5회(8.1%)
5위: -(으)ㄴ 셈이다
3회(4.8%)

전문 장르: 연구 논문

1위:
2위:
3위:
4위:
5위:

<설명형 텍스트>
-(으)ㄹ 수 있다
53회(55.2%)
보다
14회(14.6%)
보이다
11회(11.5%)
-(으)ㄹ 듯하다
10회(10.4%)
보여주다
8회(8.3%)

<논증형 텍스트>
1위: -(으)ㄹ 수 있다
97회(71.9%)
2위: 보이다
15회(11.1%)
3위: 보다
11회(8.1%)
4위: 보여주다
8회(5.9%)
5위: -기(가) 어렵다
추정되다
4회(3.0%)

12) 대학 교재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현으로 “-아/어야 하다/할 것이다”가 있었다. 연구
논문에도 등장하기는 하나 교재에는 9차례 등장한 표현이다. 이는 ‘앞의 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거나 그 상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예를 들어, “만일
이 ‘아홉’이 관형사라면 ‘시골 풍경, 누나 얼굴, 한라산 꼭대기’의 ‘시골, 누나, 한라산’도
모두 관형사일 것이며, 결국 모든 명사, 모든 수사는 각각 명사, 수사이면서 동시에 관형
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처럼 사용된다. 그러나 “-아/어야 하다/할 것이다” 결합 표현은
문장에 따라서 헤지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의미를 어떻게든 손아
귀에 넣는 길을 모색해 보아야 할 것이다.”처럼 사용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필요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촉구하는 태도를 지니는 의미가 된다. 이처럼 “-아/어야 하다/할 것이
다”의 헤지 기능은 글에서의 의미에 따라 달라지는 면이 있다.
13) 김광해(1993:88)에 의하면 고빈도어란 어휘 조사 결과로 나타난 상위의 빈도를 차지하
는 어휘를 말한다. <표 3>과 <표 4>에서 조사된 헤지의 수를 기준으로(대학 교재 설명
형 텍스트의 헤지에 대한 총 수량은 127, 연구 논문 설명형 텍스트에서의 총 수량은
142, 논증형 텍스트에서의 총 수량은 184이다.) 고빈도 헤지의 백분율(%)을 표시하였다.
이 조사의 빈도는 텍스트에서의 해당 표현의 의미를 하나씩 확인하는 질적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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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에 등장한 헤지 가운데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것이 동일하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고빈도를 보이는 헤지가 “-(으)ㄹ 수 있
다, 보여주다, 보다, 보이다, -기(가) 어렵다”처럼 공통성을 띈다.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으)ㄹ 수 있다”의 경우 ‘-(으)ㄹ 수’가 문장 종결 형태에 결
합한 표현인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요약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와 같이 사용된다. 이 표현이 가지는 완화적 의미는 “유
용합니다, 요약됩니다, 봅니다, 접근합니다”와 비교했을 때 뚜렷하게 알 수
있다. 이는 다른 헤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어휘 헤지
로 “보다, 보이다, 보여주다”의 경우는 연구 논문에 자주 등장하였다. “보다”
는 대상을 평가한다는 의미로 글의 내용에 대한 필자의 태도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 피동형인 “보이다”의 경우도 완화적 의미를 가지는 헤지다. 여기
에 “-아/어주다”가 결합한 “보여주다”도 빈번히 사용되는 보조 용언 구성의
헤지다. “어떤 상황이나 사태에 이르다”라는 의미의 “-게 되다”와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의미의 “-기(가) 어렵다”도 여럿 등장하였다. 이처럼 대학 교
재와 연구 논문의 고빈도 헤지가 공통적이라는 점 외에 연구 논문의 설명형
및 논증형 텍스트의 고빈도 헤지가 거의 비슷한 목록을 보이는 것도 특징적
이다.

3.2.2. 기술형 텍스트
기술형 텍스트에서 주제는 어떤 대상이다. 이 ‘대상’은 어휘나 구 구성으로
표현되며 텍스트 내에서 여러 차례 언급되게 된다. 기술형 텍스트는 대학 교
재에 70개, 연구 논문에 15개가 나타났으므로 대학 교재 텍스트에서 높은 비
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연구 논문에서는 낮은 비중을 차지
하기도 하거니와 그 특징 또한 대학 교재와는 다른 점이 있다. 대용어 사용
과 조응의 측면이 그것이다. 대용어(anaphor)란 텍스트 내에서 주제가 여러
차례 언급될 때 동일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바꾸어 쓰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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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른다. 조응은 대용어와 원래의 표현 사이의 상호 관계를 가리키며 이때
의 원래 표현은 선행사(ancedent)가 된다.(이성범 2001: 272) 대학 교재에는
17개의 기술형 텍스트에서 대용어가 등장한 반면 연구 논문에는 3개의 텍스
트에 대용어가 등장하였다. 또한 대용어를 선행사보다 뒤에 나오는 전방 조
응(anaphora)의 경우와 선행사보다 앞에 나오는 후방 조응(cataphora)의 경
우(이성범 2001: 272)로 나누어 살펴 본 결과 연구 논문에는 후방 조응이 나
타나지 않았다. 대학 교재에서 주제어가 텍스트의 뒷부분에 제시되는 경우
에는 앞쪽에 지시표현이 와야 하므로 대용어가 거의 사용되고 있었다. 다만,
주제어가 두괄식으로 제시되는 경향으로 인해 전방 조응이 더 자주 발견되
었다. 연구 논문의 경우 주제어가 뒷부분에 제시된 경우가 없었고 이에 따라
후방 조응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주제어가 앞쪽에 제시된 경우에도 대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학술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기술형 텍스
트의 선행사와 대용어 사용의 예는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국어학 전공 기술형 텍스트의 대용어(anaphor) 사용 양상
학술 텍스트
교수 장르: 대학 교재

전방 조응:
1. 국제음성기호-이것, 그 모
습, 음성기호, 그 발음
2. 음성기호의 이름-이들 로
마자, 두 개, 그리스 자
모, 그리스 자모의 이름,
특수부호, 그 이름, 그
3. 양순음-순음, 여기
4. 치음과 치조음-이 두 가
지 자음, 치음
5. 구개음-여기
6. 성문음-여기
7. 폐쇄음-여기, 가장 큰 장
애를 받는 소리, 이러한
폐쇄음

후방 조응:
1. 구강과 비강-기류가 통
과하는 길, 입쪽으로의
통로, 발음 통로, 코쪽
으로의 통로, 성도
2. 조음체와 조음점-조음
에 참여하는 것들, 조음
에 참여하는 발음기관
3. 자음 분류표-이 두 분류
4. 운소쪼개지기 어려운 운율
적 자질, 이들
5. 음성자질-어떤 다른 요
소, 이것, 더 작은 요소
를, 요소, 그러한 여러

전문 장르: 연구 논문

전방 조응:
1. ㅣ(y) 말음 어간의 성조
변화-이상의 변화, 이 변
화
2. 동작의 수량-동작 단위
사, 그
3. 옥판-어느 것, 어떤 것,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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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음소-그것들
9. 생략-이 현상
10. 음운도치-그것
11. 이화-이
12. 어미-이들

구성요소들

대용어로는 “이, 그, 이것, 그것, 여기”와 같은 대명사와 “이들 로마자 두
개, 그리스 자모, 입 쪽으로의 통로” 등과 같은 명사구가 사용되었다. 전방
조응에는 대명사가 많이 사용되고, 후방 조응에는 대용어가 선행사에 앞서
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명사구가 더 많이 사용되었다.
기술형 텍스트가 대학 교재에 매우 두드러진다는 것은 주제의 유형과 관련
하여 시사점이 있다. 주제 유형이란 텍스트의 주제를 대상과 중심 생각의 두
가지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14) 텍스트 유형과 관련하여 설명형 텍스트와 기
술형 텍스트는 대상성의 주제와, 논증형 텍스트는 중심 생각인 주제와 밀접
해 있다. 이러한 주제 유형의 빈도를 정리해서 그리면 다음 <표 7>과 같다.

<표 7> 국어학 전공 학술 텍스트에서의 주제 유형 빈도
학술 텍스트
교수 장르: 대학 교재

대상

중심생각

전문 장르: 연구 논문

대상

중심생각

14)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Brinker(1985)에서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종류의 주제를
함께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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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의 분석 대상에만 한정할 경우에 <표 7>이 의미하는 것은 대
학 교재 텍스트가 대상성의 주제를 가지는 텍스트라는 점이다. 즉, 대학 교
재는 어떤 대상을 설명하거나 기술하는 책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 논문의 경우 논증하는 텍스트지만 설명하고 기술하는 대상 주제를 다
수 포함한다. 이처럼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이 주제 유형의 측면에서 공통
점을 가지는 것은 대학 교재 텍스트를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주된
입력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타당성을 더해준다. 주지하듯이 지금까지의 학
술 텍스트 연구가 학위 논문이나 연구 논문에 대한 것이 대다수였고 그것을
학술 텍스트의 대표적 형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학 교재가 전반
적인 측면에서 연구 논문과 유사점이 많다면 대학 교재를 더 많이 활용해야
한다는 것에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학문 목적 한국어 지문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
가 보자. 대학 교재 텍스트가 학문 목적 한국어교육을 위한 입력 자료의 좋
은 출처인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학술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학문 목적 한
국어 교수·학습의 궁극적 목표는 학문 한국어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학
문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게끔 하는 것에 있다. 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
다는 것은 학문적 텍스트를 생산하는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현실적 여
건이 허락하는 경우라면 학술 텍스트를 입력 자료로 삼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둘째, 교수 장르이기 때문이다. 교수 장르는 학습자 중심의 장르이다.
소위 학술 텍스트의 대표적 유형으로 인식되는 논문 텍스트의 경우 전문가
에 의해 생산되고 전문가에 의해 읽힌다. 이와 달리 학습자와 관련된 텍스
트를 교수 장르라 명명한다면 명칭 자체로 의미가 있고 학습자 중심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한 입력 자료로 교수 장르를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기에 바람직하다. 셋째, 교수 장르이면
서 전문 장르와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검토한 바
와 같이 대학 교재는 주제 전개와 헤지의 사용, 주제 유형의 측면에서 연구
논문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학습자는 대학 교재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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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적 지식을 학습하여 연구 논문을 용이하게 이해하는 토대로 삼을 수 있
을 것이다. 이것은 일상에서 접하는 설명서 같은 글에 대한 지식을 대학 교
재 읽기에 적용하는 차원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대학 교재를 주된 입력 자
료로 활용하는 것은 학습자가 전문 장르에 익숙해지도록 도울 수 있기에 바
람직하다.

4. 결론
Johns(1997)는 학습자가 생산하거나 학습자에 의해 읽히는 유형의 텍스트
로 구성되는 장르를 교수 장르라고 명명하였다. 대학 교재, 보고서, 쪽지 시
험, 요약 과제, 에세이 과제 같은 것들이 그 예다. 대학 교재가 학문 목적
한국어 교육을 위한 입력 자료의 좋은 출처가 되는 것은 대학 교재가 가진
교수 장르로서의 특징에서 말미암는다. Johns(1997)의 교수 장르 이론에서
학습자가 전면에 부상된 것은 학술적인 장르에 속하는 유형의 텍스트를 무
척 새로운 시각에 입각해 분류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가운데 매우 특수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 대학 교재다. 그 생산자가 학습자가 아님에도 교수
장르의 유형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대학 교재의 생산자는 전문가 집단의 구
성원이다. 그러면 이 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문 장르는 전문가라는 단
일한 집단 내의 의사소통의 산물이다. 그러나 교수 장르의 경우 그 주체는
전문가와 학습자로 나뉘고 두 집단 간에 의사소통 사건(communicative
events)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수 장르는 전문가 집단과 학습자
집단 간의 의사소통의 산물인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의사소통 구조에서 학습자 집단에게 입력 자료로 제시
되는 대학 교재의 특징을 분석하였다. 그 바탕에는 대학 교재가 가지는 특
수성 즉, 전문 장르와 텍스트 문법적 지식이 공유될 것이라는 가정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한 권의 책과 한 권의 논문을 구성하는 텍스트의 주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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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석하여 대학 교재와 연구 논문의 텍스트상의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처럼 대학 교재를 교수 장르의 관점에서 본다는 것은 그것을 전문가
집단과 학습자 집단 간의 의사소통 구조에서 학습자에게 제공되는 입력 자
료의 차원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대학 교재에 대한 이 논문의 관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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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e Text of Academic Textbooks as
Pedagogical Genres

Kim Jin-A(Seoul Women's Univ.)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text features of academic textbooks
as pedagogical genres. Academic textbooks are one type of academic discourse.
They can also be categorized as pedagogical genres. Pedagogical genre is a concept
that is in contrast with faculty genres, which represents academic discourses, and
it refers to the genre related to the learner such as being the product by the learner
or being read by the learner.
This study aims at focusing on the features and aspects of academic textbook
text development structures of Korean linguistic majors by comparing with
academic theses. Results showed that descriptive texts are the common cores of
academic textbooks and academic theses, and the topics were found to have
deductive structures. Also, hedges were frequently spotted in both text and the
most frequently found were “-(으)ㄹ 수 있다 (can do).” Though the academic
textbook is a pedagogical genre, as the writer is in the faculty group, it appears
to have such discourse similarity with academic theses.
Key words: Pedagogical Genres, Faculty Genres, Academic Textbooks, Academic
Discourse, text Structures, Genres

